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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셀프서비스기술(SST)의 특성과 소비자 특성이 외식업체에서의 SST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식업체에서 SST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일반
소비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343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편의성과 기술통제성이 낮을수록, 복잡성, 사회적 위험, 관계지향성이 높을수
록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성, 유희성, 기술통제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험과
관계지향성이 낮을수록 SST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저항을 낮추는 동시
에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있고, SST에 대한 소비자의 양가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점들을 참조하여 SST에
대한 소비자의 양가적인 반응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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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service technology (SST)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on consumer resistance and satisfaction with SST in restauran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consumers in their 20s and 50s who used SST at restaurants, and 343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convenience and tech-controllability have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resistance with SST, whereas complexity, social risk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convenience, entertainment, and tech-controll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with SST, whereas social risk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have a negative 
effect. This study contributes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in that it proposes a practical strategy to 
reduce consumer resistance and increase satisfaction, and identifies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response to SST. In future studies, an in-depth analysis of consumers' ambivalent responses to SST is 
required.

Key Words : self-service technology, consumer resistance, consumer satisfaction, restaurant, social risk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Scholarship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in-Myong Lee(jmlee@cnu.ac.kr)
Received August 11, 2020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September 4, 2020
Published March 28, 202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3, pp. 115-125,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3.115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3호116

1. 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
한 소비생활의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셀프서비스기술
(Self-Service Technology, 이하 SST)의 보편화이다
[1]. 일명 ‘언택트(untact)’ 트렌드는 20·30세대의 소비 
행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키오스크나 태블릿 형태
의 무인주문시스템, 배달앱, 모바일 주문,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ough) 등 SST 기반의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함에 따라 소매유통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원격학습, 원격근무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비대면이 생
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2]. 

SST가 확산하고 그 혜택과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며 학술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SST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SST를 수용
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가정한다. 하
지만 현재 한국에서 외식업체 SST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
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비자의 선
택권이 상실된 채 이용이 강제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수용이나 사용을 예측하기에 앞서 현재 
소비자들이 SST를 경험하며 지각하는 만족과 저항의 반
응 및 관련된 제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SST와 관련하여 기술격차로 인한 소비자 소외 문제가 지
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3], SST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과 SST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가능
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서의 SST 사용 맥락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특성과 SST 사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소비자 특성 요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SST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과 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SST 및 기술 수용
에 관한 문헌에서 서비스 특성과 소비자 특성 변인을 채
택하고 각각이 SST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부정적 반
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는 SST에 대한 소비자의 혜택 및 위험
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저항과 만족의 양면적 반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을 가지며,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SST를 개발 및 운
영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
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셀프서비스기술의 개념과 특성
SST란 ‘고객이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 접점 수단’[4]으로 정의되는데, ‘직원’ 대신 
‘기술 또는 기기’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셀프’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993년 대
전 국제 엑스포에서 정보 안내형 키오스크의 형태로 선
보인 이후 병원, 영화관, 호텔, 공항, 유통업체 등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키오스크,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SST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외식업체의 경우, 롯데리
아,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50% 이상이 셀프서
비스 무인주문기를 도입하고 있다[5]. 

SST는 외식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한다. 
기업은 SST를 이용하여 노동력 절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서비스품질의 표준화, 서비스 시간 단축 등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6]. 또한, 소비자는 시공간적 제약을 벗
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 면대면 서비스를 꺼리는 젊은 층은 직원과의 상호작
용으로 인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7]. 텍스트에 그래픽이 
결합된 현재의 멀티미디어형 SST는 정교한 방법으로 사
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편리함뿐만 아니라 즐거
움, 호기심 등 정서적 효용도 제공한다[8]. 

하지만 SST는 단점도 존재한다. SST는 서비스 실패 
시 회복이 어렵고,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셀프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며, 특히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소비자는 낯설고 불편한 경험으로 인해 
서비스로부터 이탈할 위험이 있다[9]. SST의 부작용은 
소비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도 유
발할 수 있다. SST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OECD는 
서비스 직군을 기술발전에 따라 대체될 확률이 높은 고위
험군으로 꼽은 바 있다[10]. 소비자들은 SST로 인해 인간
미가 상실되고,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일자리가 사라지
는 문제 등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지각할 수 있다. 

2.2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소비자 저항 
혁신적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수용과 수용을 거

부하는 반응을 동시에 보이게 되는데, 변화하기보다 현재
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저항이라고 한다[11]. 소
비자 대부분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소비자의 저항은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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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저항은 수용이나 확산의 반대개념
이 아니며, 일정 수준의 저항을 거친 후 이것이 극복되어
야만 혁신이 수용될 수 있다. 또한, 혁신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태도나 심리상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저항의 정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11].

소비자 저항에 관한 이론으로는 Ram(1987)의 혁신저
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이 대표적이
다[12]. Ram(1987)은 혁신 특성, 소비자 특성, 촉진 특
성을 혁신저항에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혁신 특
성은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이점, 복잡성, 적합
성, 지각된 위험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자 특성은 인구통
계적 변수를 비롯하여 기술혁신성향, 사회적 이미지 등 
사회심리적 변수로 구성된다[12]. 촉진 특성은 인프라의 
구조, 메시지의 특성, 채널의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서의 SST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촉진 특성은 제외하고 혁신 특성과 소비자 특성에 초점
을 맞춰 연구의 변수를 채택하였다.

SST와 관련하여 혁신저항모델 기반의 연구가 다수 수
행되었다. 무인주문결제시스템에 대한 연구에서는 복잡
성, 상대적 이점, 혁신성, 복귀성, 인지된 위험이 혁신저
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3], 패스트
푸드점 무인주문기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대적 이점, 인지
된 위험, 복잡성이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14]. 또한, SST의 서비스품질이 소비자의 
불평행동과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경품질, 과정품질, 결과품질에 불만족할수록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평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2.3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
소비자 만족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경험을 통

해 지각하는 감정의 충족 정도로서, 지불 또는 노력 대비 
편익에 관한 판단이며, 희생의 대가로 제공받는 혜택의 
정도를 의미한다[16].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의 행동을 이
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며, 기업의 재
무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행동 분야
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SST에 관한 문헌에서 소비자 만족은 가장 일반적인 
주제이며, 주로 SST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16-18]. 그런데 SST
에는 반드시 경쟁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가 획득하는 편익만이 만족을 결정한다고 보기보다는 서
비스의 여러 가지 혜택과 위험 및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
의 개별적 특성이 SST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7].

Meuter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과업을 빠르게 처
리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SST의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나타났고[5], Cetto et al.(2015)의 연구
에서는 실용적 혜택과 쾌락적 혜택 모두 SST에 대한 소
비자 만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8]. Djelassi et al.(2018)은 상호적용의 정도에 
따라 SST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반응을 
비교하였는데, SST의 서비스 특성에 대한 평가가 SST에 
대한 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SST에 만족을 매개로 
SST가 적용된 매장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19].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SST에 대한 소
비자 만족은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서 서비스 
특성과 소비자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SST 사
용 행동 및 SST가 적용된 매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설 및 연구모형

3.1 셀프서비스기술 특성이 소비자 저항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3.1.1 편의성
편의성은 서비스 제공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편리

함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인식이자 시간과 노력의 절
감 정도로 정의된다[20].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접하면 포기 의사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서비스 확산을 위해 중요
하다. 특히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시간과 노력 즉, 비금
전적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편의
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21]. 

SST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소비자 만족의 관계는 다수
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헬스케어 서비스 및 소매업체에
서의 무인주문시스템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서비스 편의
성이 소비자의 만족도 및 사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23], 외식업체 SST에 
대한 연구에서는 편의성과 유사한 지각된 유용성이 모바
일앱과 키오스크 이용 만족도와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또한, 송주완(20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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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외식업체 SST의 편의성이 혁신저항에 유의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기존 문
헌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SST에 대한 지각된 편의성이 
소비자 저항과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
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SST에 대한 지각된 편의성은 소비자 저항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SST에 대한 지각된 편의성은 소비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3.1.2 유희성
유희성은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이도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반응
의 총칭이며, ‘우습다’, ‘재미있다’, ‘즐겁다’, ‘유쾌하다’, 
‘흥미 있다’ 등으로 표현된다[26]. 

지각된 유희성은 SST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Dabholkar(1996)는 기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SST의 속성을 서비스전달속도, 사
용 용이성, 신뢰성, 유희성, 통제로 구성하였고, 유희성이 
정서적 측면에서 SST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6]. 안진호(2013)는 유희성이 스
마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과 유희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술수용모델의 설명력이 높
아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27]. 또한, 온라인 메뉴주문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희성이 SST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및 해당 매장에서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한편, 유희
성은 심리적인 저항감을 줄이고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도 한다[29]. 본 연구는 소
비자가 외식업체에서 SST를 사용하는 것을 유희적인 경
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SST에 대한 지각된 유희성은 소비자 저항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SST에 대한 지각된 유희성은 소비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3.1.3 복잡성
복잡성은 혁신을 사용하고 이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

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
렵거나 복잡하다고 인식할 경우 그러한 기술을 받아들이
는 것을 저항한다[11]. 복잡성은 소비자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지숙(1997)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매
개 학습에 대한 지각된 복잡성이 교수적 만족도에 유의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SST가 적용된 외식업체에서 소비자는 대면 서비스와 
비교하여 SST를 이용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실제 옴니채널 무인주문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
된 복잡성이 소비자 저항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에 본 연구는 SST의 인터페이스나 사용법이 복잡할수
록 소비자 저항이 높아지고 소비자 만족은 낮아질 것으
로 보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SST에 대한 지각된 복잡성은 소비자 저항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SST에 대한 지각된 복잡성은 소비자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3.1.4 사회적 위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로 인해 인간의 일상성과 전

문성이 기계로 대체되고 노동시장은 영역별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 없는 노동자 사회는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다차원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
망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발전이 그 촉매제가 되어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는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31].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외식업계 아르바이트 노
동자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직원 대신 
터치스크린이 소비자를 맞이하며, 주문, 결제, 서빙까지
도 직접 셀프로 하는 식당이 확대되는 추세이다[32]. 정
보기술의 발전과 자동화가 생활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셀프’라는 이름은 소비자를 더욱 
바빠지게 한다. 소비자는 돌아서면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
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의 부작용은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임하성 외(2020)는 SST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인력 
대체를 통해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나 필연적으로 고용 
감소를 초래하여 외부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갖는 차별화된 가치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3]. 이진명 
외(2019)는 기술기반 셀프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소비
자로 하여금 인간 고유의 가치가 상실될 것에 대한 위험
을 높이며, 이러한 인간가치 상실의 위험이 셀프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낮춘다는 것을 밝혔다[9]. SST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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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여길
수록 SST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은 커지고 만족은 낮아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SST에 대한 사회적 위험 지각은 소비자 저
항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4-2 SST에 대한 사회적 위험 지각은 소비자 만
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3.2 소비자 특성이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소비자 
    저항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3.2.1 기술통제성
기술통제성이란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이 어

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
는 개념으로, 기술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술을 수용하거나 이
용할 때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낄 수 있다[34]. 기술통제
성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쉽게 변하지 않고 지
속하는 경향이 있다[35]. 

Collier와 Sherrell(2010)은 지각된 기술통제성이 개
인의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
는 시작점으로써 동기, 만족도, 이용의도 등에 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36],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기술통제성이 지각된 가치 
평가를 매개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7]. 
Wang(2012)의 연구에서는 기술통제성이 소매업체에서
의 SST 사용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3]. 본 연구는 기술통제성을 셀프서비스 접점에서
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조절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자신의 믿음이라고 보고, 기
술통제성이 소비자의 저항은 낮추고 만족은 높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기술통제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5-2 기술통제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

3.2.2 기술혁신성
기술혁신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보다 새

로운 경험, 생각,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수용하는 소비
자의 특성을 의미한다[38]. 소비자는 경험과 무관하게 본
인의 혁신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성은 개인적 
특성에 기초하는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제품

의 확산과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혁신저항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혁신성으로 나
타난 바 있고[39], 무인주문시스템에 관한 상대적 이점과 
소비자 혁신성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기술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
용용이성과의 매개 작용을 통하여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0]. 다양한 실증연구에서 기술혁
신성이 기술이 적용한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기술혁신성이 강한 소비자들은 SST에 만족하고 저
항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1 기술혁신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6-2 기술혁신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

3.2.3 관계지향성
서비스마케팅 분야에서 관계지향성은 소비자가 서비

스 제공자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41]. SST 맥락에서 
관계지향성은 소비자가 SST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원과
의 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구
하는 개인 특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Dabholkar(1996)는 고객이 종업원과 상호작용하려
는 욕구가 SST에 대한 서비스품질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6], Ledingham(1984)은 셀프
서비스 상황과 같이 종업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시간을 절약해 주지는 않
는다고 보았다[42]. 기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욕구가 강
할수록 SST 사용의도가 낮아지며[43], 소비자의 관계지
향적 성향이 SST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와 외식업체 
직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가 관계지향성이 
강할수록 SST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만족은 낮아질 것으
로 예측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1 관계지향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7-2 관계지향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가설을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
다. 본 연구는 SST 특성과 소비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
괄하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SST의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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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Gender
Male 168 49.0

Female 175 51.0

Age
(Mean=38.5)

20s 99 28.9

30s 81 23.6

40s 94 27.4

50s 69 2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below 41 12.0

Undergraduate 24 7.0

Graduate 256 74.6

Postgraduate 22 6.4

Monthly income
(Mean=3.2 

million won)

<2 million won 87 25.4

2-4 million won 88 25.7

4-6 million won 84 24.5

 >600 million won 84 2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험을 변인으로 채택한 점, 또한 저항과 만족의 양가적인 
소비자 반응에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와 차별화된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서 키오스크 또는 태블릿이나 모

바일 형태의 SST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20에서 50대
까지의 일반 성인 소비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성
별로 1:1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2018년 9월 19일부터 
21일에 걸쳐 인터넷 조사 전문 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총 343부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
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SST 특성과 

소비자 특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소비자 저항 및 만족으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조사도구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편의성은 SST를 사용하면서 지각하는 편리와 용이
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시간 절약, 노력 절약, 편리함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유희성은 SST를 사용하며 소비자가 
느끼는 정서적 즐거움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재미, 흥미, 
즐거움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두 변수는 SST에 관한 
Collier과 Sherrell(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
용하였다[36]. 복잡성은 소비자가 SST를 사용하는 과정
에서 지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Ram과 
Sheth(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정도
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2]. 사회적 위험은 
SST가 시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위험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Nygren와 Gidlund(2016)의 연구에서 제
안된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사회적 
위험의 척도로 사용하였다[45]. 기술통제성은 서비스 접
점에서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자기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해결 능력, 문
제없이 이용,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통제 등 Kokkinou
과 Cranage(201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46]. 
기술혁신성은 사회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 앞
서 혁신을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Featherman과 
Pavou(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7]. 관계지향성은 기계보다는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관
계 맺음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Gelderman 
et al.(2011)에서 직원과의 대화 선호, 대면 소통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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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간 교감 선호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8].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조사도구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저항은 신기술로서의 SST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Ram과 Sheth(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거부, 반대, 회피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12]. 소비자 만족은 SST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Meuter et al.(2000)의 연구에
서 긍정적, 호의적, 만족감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

5. 연구결과

5.1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
h’s α

Mean
(SD)

SST 
characteristi

cs

Convenience

CV1 .874

2.635 .926 3.857
(.692)CV2 .835

CV3 .808

Entertainment

ET1 .914

2.506 .895 3.262
(.854)ET2 .904

ET3 .874

Complexity

CX1 .886

2.423 .886 2.680
(.859)CX2 .866

CX3 .844

Social risk

SR1 .818

2.378 .860 3.561
(.880)SR2 .902

SR3 .909

KMO=.822 Bartlett test=2882.501 (p<.001)

Consumer 
characteristi

cs

Tech-controllability

CT1 .907

2.564 .901 3.878
(.653)CT2 .884

CT3 .877

Tech-innovativene
ss

IN1 .870

2.229 .818 3.363
(.708)IN2 .854

IN3 .762

Relationship 
orientation

RO1 .852

2.074 .770 3.667
(.643)RO2 .821

RO3 .813

KMO=.775 Bartlett test=1454.942 (p<.001)

Consumer 
response

Resistance

RE1 .831

3.114 .904 2.598
(.839)

RE2 .796

RE3 .711

RE4 .906

Satisfaction

SA1 .837

2.464 .887 3.265
(.792)SA2 .884

SA3 .832

KMO=.882 Bartlett test=1750.373 (p<.001)

Table 2. Reliability, Validity and Means for Variables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1을 기
준으로 한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SST 특성, 소비자 특성, 소비자 반응 각각의 KMO 
값이 0.5 이상이며 Bartlett-tes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0.7 이상이었고, 전체 분
산의 70% 이상이 설명되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모든 변수의 Crobach’s α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한 연구모형
과 같이 SST 특성은 편의성, 유희성, 복잡성, 사회적 위
험의 네 요인으로 소비자 특성은 기술통제성, 기술혁신
성, 관계지향성의 세 요인으로, 소비자 반응은 저항과 만
족의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후 SST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SST 특성 중 편의성이 평균 3.8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3.561), 유희성 
(3.262), 복잡성(2.680) 순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의 평균
은 보통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식업체에 SST가 
많이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이 SST를 기술적으로 복잡하
거나 어렵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
비자 특성 중에서는 기술통제성이 평균 3.878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계지향성(3.667), 기술
혁신성(3.36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저항은 2.598이
었고 소비자 만족은 3.265로 저항보다는 높으나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2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소비자 저항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채택한 SST 특성과 소비자 특성이 SST
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
립변수들이 소비자 저항을 약 59.5% 설명하며 F값으로 
볼 때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ST 특성 중 복잡성(β=.463***), 사회적 위험(β=.237***), 
그리고 소비자 특성 중 관계지향성(β=.124**)은 소비자 
저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편의성(β=-.147**)과 기술통제성(β=-.098*)은 소비자 
저항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희성과 기술혁신성이 소비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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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가설 1-1, 3-1, 4-1, 5-1, 
7-1은 지지되었고 2-1, 6-1은 기각되었다. 

I.V. Β β t p Result

Convenience -.178** -.147 -3.200 .002 Supported

Entertainment -.055 -.056 -1.394 .164 Not 
supported

Complexity .453*** .463 10.320 .000 Supported

Social risk .226*** .237 6.377 .000 Supported

Tech- 
controllability -.126* -.098 -2.095 .037 Supported

Tech- 
innovativeness -.015 -.013 -.323 .747 Not 

supported

Relationship 
orientation .162** .124 3.434 .001 Supported

F 72.780

R²(Adjusted R²) .603 (.595)
* p<.05, ** p<.01, *** p<.001

Table 3. Factors affecting consumer resistance

I.V. Β β t p Result

Convenience .250*** .218 4.654 .000 Supported

Entertainment .293*** .316 7.650 .000 Supported

Complexity -.076 -.083 -1.809 .071 Not 
supported

Social risk -.152*** -.169 -4.447 .000 Supported

Tech- controllability .283*** .234 4.869 .000 Supported

Tech-i 
nnovativeness .037 .033 .842 .400 Not 

supported

Relationship 
orientation -.188*** -.153 -4.134 .000 Supported

F 67.817

R²(Adjusted R²) .586 (.578)
***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consumer satisfaction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 만족에 대한 회
귀모형 또한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설명력이 
57.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ST 특성 중 편의성
(β=.218***), 유희성(β=.316***) 그리고 소비자 특성 중 기
술통제성(β=.234***)은 SST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위험(β=-.169***)과 관
계지향성(β=-.153***)은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잡성과 기술혁신
성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가설 1-2, 2-2, 4-2, 5-2, 7-2는 지지되었고 3-2, 
6-2는 기각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SST가 소비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체에서 키오스크, 태블릿, 로봇 등 SST 기반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49]. 본 연구는 외식업체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 및 만족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
을 통해 소비자의 SST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통
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
로 SST를 개발 및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성
과 기술통제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과 만족에 각각 
유의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강
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자들은 SST가 소비자들의 
음식 정보탐색, 구매 및 결제의 편의를 높이는지를 정교
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이 SST를 원활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SST가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기로 자
리 잡고 있으므로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성인 대상 SST 
사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소비자가 
기술 중심의 시장환경 변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ST를 사용
하며 참조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상세하게 게시하거나
[50], 사용을 돕는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SST를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통제감
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위험지각과 관계지향성이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과 만족에 각각 유의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일자리 상
실, 인간 가치 훼손 등 기계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에 대
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유념하고, SST가 장기적으로 시장
과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SST를 포함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적
정 수준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또한,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SST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음식에 대한 정보제공
이나 주문 방식을 기술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SST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체는 상대적
으로 고도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소비
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SST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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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희성과 복잡성은 소비자 저항 및 만족을 예측
하는 두 모형 중 한 모형에서만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 먼저, 유희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비자 만족에는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가 채택한 독
립변수 중 유희성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소
비자 만족 증진을 위해 SST 사용 경험을 즐겁고 재미있
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복잡성은 소비자 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비자 저항에는 가
장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T를 기
술적으로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소비자들은 이를 회피
하고자 하므로 SST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을 소비자
가 이용하기 쉽고 직관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
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술혁신성은 SST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 및 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SST가 현재 유통업, 관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
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SST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혁신적
인가보다 소비자가 SST를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ST 특성으로서의 혜택과 비용 요인들에 
소비자 특성 요인들을 결합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소비자
의 저항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
에서 SST 연구의 확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점들을 참조하여 SST에 대한 소비자의 양가적인 반응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며, 소비자들이 SST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SST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우려에 대
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급음식점, 패스트푸드
점, 개인 음식점 등 규모, 음식 종류, 표준화 및 맞춤화 
등에 따라 외식업체는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유형을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일
반화하기 위해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SST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사용 경험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
일 수 있다. SST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초기에 복
잡성이나 사회적 위험을 크게 지각했더라도 그러한 부정

적 인식이 점차 낮아질 수 있으며, SST에 익숙해지면 편
의성이나 유희성에 대한 지각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SST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사용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사용 경험이 많아질수록 SST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
악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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